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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댐과 서울시를 거쳐 한반도 중부를 동에서 서로 통과

해 경기만으로 유입되는 한국의 주요 하천이다. 한강의 여

러 지류 중 팔당호를 포함한 한강 하류는 서울 및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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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강은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류하여 본류를 형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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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reported on the phytoplankton community and seasonal chan ges 
in the Seoul passage section and downstream in the Han River in 2012. Field samples  
were collected monthly from the upper (Paldang), middle (Cheongdam), and down-
stream (Seongsan) areas of the Seoul passage section. Water temperature, DO, pH, and 
conductivity were measured at each station. All environmental factors measured were 
recorded similarly at the three stations. The water temperature ranged from 2 to 30°C 
and the dissolved oxygen ranged from 4.8 to 9.1 mg L-1, showing typical patterns of 
temperate regions. The phytoplankton cell concentrations ranged from 990 cells mL-1 
(Paldang, December) to 2.9× 104 cells mL-1 (Seongsan, March), and the chlorophyll-a 
content showed similar patterns to the cell numbers. The phytoplankton community 
was comprised of 75 genera and 95 species, including 37 diatoms, 29 Chlorophyta, 11 
cyanobacteria, and two dinoflagellates. The number of species that appeared season-
ally varied greatly, from nine species (Paldang, May) to 35 species (Cheongdam, Dece- 
mber). Diatoms were the most dominant in all stations and seasons, except in sum-
mer. In contrast, chlorophytes and cyanobacteria showed sporadic high numbers in the  
summer and fall seasons. Four diatoms Stephanodiscus hantzschii f. tenuis, S. hantz
schii, Fragilaria sp., and Aulacoseira spp., a chlorophyte Actinastrum hantzschii, and a 
cyanobacterium Microcystis sp. were each present in proportions greater than 10%. This 
study provides fundamental data from phytoplankton communities and environmental 
factors in the Han River for understanding water quality for long-term environmental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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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상수원으로써 그 가치와 관심이 매우 높으며, 수자

원의 높은 활용도에 따른 안전한 수질관리가 요구된다. 따

라서, 한강에 대한 물리, 화학, 지질, 생물학적 연구가 지속

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Kim and Kim 1990; Han et al. 1995; 

Jeong et al. 2003; Park and Jheong 2003; Kim et al. 2005; Suh 

et al. 2005, 2007; Kwon et al. 2006).
한강에 대한 연구는 팔당호를 포함한 중·상류 지역과 

하류로 구분되어 진행되어 왔다. 중·상류 지역의 초기 연

구에서는 팔당호 식물플랑크톤의 분류 및 군집 결과가 보

고되었으며 (Lee 1986), 1990년대는 일차생산, 지표종, 군
집 구조의 변화 및 수질과의 상관성 분석 결과가 보고되

었다 (Kim and Kim 1990; Han et al. 1995, 2002; Kim 1996,  

1998). 한강 하류의 경우, 1965년 분류학적 연구를 시작

으로 (Chung et al. 1965), 1970년대에는 기수역 식물성플

랑크톤 연구, 종조성, 군집 분포, 환경요인과의 관계 등 다

양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Kim 1972; Shim and Choi 1978). 

1980년대에는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으며, 1990년

대 이후에는 군집 분포, 오염 지표종, 대발생 특징 등 다양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Yoo and Lim 1990; Lee and Chang 

1997; Kim et al. 1998; Jeong et al. 2003). 이후, 팔당호 및 한

강 하류의 식물플랑크톤과 관련하여, 과거로부터 현재까

지 장기간의 식물플랑크톤 군집 발생 변화에 대한 총괄적

인 고찰이 이루어졌다 (Park and Jheong 2003; Lee and Jung 

2004). 뒤이어 군집 변화와 수질과의 상관관계, 발생 현

황과 특성, 우점종 변화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Kim et 

al. 2005; Suh et al. 2005, 2007; Kwon et al. 2006; Kim et al. 

2009; Kim et al. 2012).
최근 지구온난화 및 이상기후로 인한 한강 수계의 유

량과 유속의 변화에 따른, 식물플랑크톤 군집구조의 변동

과 유해 남조류의 대량발생이 꾸준하게 보고되고 있다. 식
물플랑크톤은 수질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생물지표

로 널리 활용되어 왔으므로 (Harper 1992; Kim 1996), 이들

의 군집을 비교 분석하여 생태계 변동을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팔당댐에서 과거 거의 출현하지 않았던 담수 와

편모조류 Peridinium sp.의 출현이 보고되었으며 (Kim et al. 

2012;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2012), 남조류 세포

수 500 cells mL-1 이상을 기준으로, 조류주의보가 2008년

에 36일간 발령되었다 (Kim et al. 2009). 또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4대강 주요 지점의 엽록소-a 농도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전 수계에서 조류 발생량이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 1980년 이후 식물플랑크톤의 모니터링 결

과가 꾸준하게 보고되었지만, 2010년 이후 식물플랑크톤 

군집의 계절별 천이 양상과 우점종의 변화에 관한 연구결

과 보고가 미비한 실정이다. 장기적 기후변화에 따른 한강 

식물플랑크톤의 변동을 파악하고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

용을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 자료의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 3월부터 12월까지 한강 하류 서

울통과 구간의 3개 정점에서 총 10회에 걸쳐 샘플링을 실

시한 후 식물플랑크톤 현존량, 군집구조와 우점종의 변화

를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조사지점 및 조사기간

본 연구는 2012년 3월부터 12월까지 팔당댐 방류지점에

서 성산대교까지의 현장 환경요인과 식물플랑크톤을 월 1
회 분석하였다. 한강 서울통과 지점을 상중하로 구분하여, 
팔당댐 방류지점(팔당대교, 정점1), 청담대교 지점(정점2)
과 성산대교 지점(정점3)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Fig. 1).

2. 환경요인 분석

환경요인 분석을 위해 수온, pH, 전기 전도도, 용존 산소 

(dissolved oxygen; DO)는 현장에서 YSI 556 MPS (Xylem 

Fig. 1. Sampling sites (St. 1, Paldang Bridge; St. 2, Chungdam 
Bridge; St. 3, Sungsan Bridge) in the Seoul passage section of 
the Han Rive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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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 Yellow Springs, OH)로 측정하였다. 총 질소 (total 

nitrogen; TN)와 총 인 (total phosphate; TP) 자료는 정부 

물환경연구시스템 (http://water.nier.go.kr)에 공개된 한강 

자료를 이용하였다.
엽록소-a는 현장에서 표층수 300 mL를 여과한 What-

man GF/F 필터 (0.7 μm pore size, 142 mm diameter, What-

man International Ltd., Maidstone, England)를 실험실로 가

져온 후, 90% 아세톤 10 mL을 넣어 냉암 조건하에서 24시

간 추출하였다. 이후 상온에서 500 g로 15분 원심분리하

여 부유물을 제거하였다. 분광광도계 (DU730, Beckman, 

Fullerton, CA)를 이용하여 750 nm의 파장값으로 추출에 

사용한 아세톤의 탁도를 측정한 후, 추출 샘플 상등액의 

흡광도를 663 nm, 645 nm, 630 nm 파장값으로 측정하여 엽

록소 양을 계산하였다 (WEF and APHA 2005).

3. 식물플랑크톤 분석

식물플랑크톤 정성시료와 정량시료는 현장에서 20 L 통

을 이용하여 표층수를 채집하였고, 현장에서 각각 300 mL 
폴리에틸렌 병에 넣은 후 루골 용액과 글루타르알데히드

로 최종농도 1%가 되도록 고정하여 실험실로 운반하였다. 
운반된 시료는 암조건에서 24시간 정치 후 상등액을 조

심스럽게 제거하여 농축하였다. 1/10로 희석한 농축 시료 

1 mL를 플랑크톤 계수판 (HMA-S6117, Matsunami Glass, 

Osaka, Japan)을 사용해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광학현미

경 (Axioskop, Carl Zeiss, Jena, Germany) 200~400배율에서 

단위체적당 세포 수 (cells mL-1)를 3회 반복 계수하였고, 
평균값을 구하였다. 정성분석은 농축된 시료를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놓고 광학현미경 (Axioskop, Carl Zeiss, Jena, 

Germany) 400~1,000배율에서 검경·동정하였고, 동정하

기 어려운 와편모조류 속에 대해서는 형광현미경 (Axio 

imager A2, Zeiss, Germany)을 이용하여 세부적으로 관찰

하였다. 종은 한국담수조류도감을 참고하여 동정하였다 

(Chung 1993).

결과 및 고찰

1. 물리 . 화학적 환경요인의 변화

한강 서울 통과구간의 상·중·하류의 물리·화학적 환경

요인들을 조사하였다 (Fig. 2). 수온은 정점1에서 2~29°C, 

정점2는 2~29°C, 정점3에서는 3~30°C의 범위를 나타냈

다. 연중 수온은 전형적인 온대지역의 수온 분포를 보였

다. 용존산소 (DO)는 수온처럼 계절적인 변화를 하였지만, 
그 패턴은 수온과 반대 경향으로 변화하였다. pH는 정점1
에서 6.6~8.9 pH, 정점2는 6.8~8.1 pH, 정점3은 5.6~7.3 pH
의 범위를 보여주었다. 전기전도도 (electrical conductivity) 
측정 결과, 정점1은 13~186 μS cm-1, 정점2는 14~207  

μS cm-1, 정점3은 144~250 μS cm-1의 범위였다. 평균 전기

전도도는 정점1 130 μS cm-1, 정점2 137 μS cm-1으로 정점3
이 202 μS cm-1로 다른 두 곳보다 1.5배 높게 조사되었다. 

총 질소 (TN)는 정점1에서 1.80~2.75 mg L-1, 정점2는 

1.69~2.69 mg L-1, 정점3은 2.35~3.95 mg L-1의 범위였다 

(Fig. 2). 총 인 (TP)에서 정점1은 0.019~0.113 mg L-1, 정점

2는 0.027~0.103 mg L-1, 정점3은 0.079~0.182 mg L-1의 범

위를 보여주었다 (Fig. 2). TN은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Kwon et al. 2006; Suh et al. 2007), TP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TN과 TP는 성산대교가 높은 값을 

보였으며, 이는 성산대교가 하류에 위치하고 있어 상류 및 

도심으로부터 유기물의 유입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

2. 식물플랑크톤 현존량 및 엽록소-a의 변화

식물플랑크톤 현존량 측정 결과, 정점1은 9.9 × 102~ 

1.4 × 104 cells mL-1, 정점2에서는 1.8 × 103~1.4 × 104 cells 

mL-1, 정점3에서는 1.8 × 103~2.9 × 104 cells mL-1의 범위

였다 (Fig. 3). 특히 정점3에서는 다른 정점들보다 봄철에 2
배 정도 높은 값이며, 일반적인 수화 발생 기준인 5.0 × 103 

cells mL-1를 상회하였다 (Horne and Goldman 1994; Jeong 

et al. 2003). 식물플랑크톤의 월별 현존량은 3월 달에는 모

든 정점에서 높은 밀도를 보였으며, 4월 달에 급격히 낮아

지면서 12월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각 조사지점의 엽록소-a는 식물플랑크톤 현존량과 비

슷한 패턴을 보였다 (Fig. 3). 전반적으로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낮아지는 추세이며, 정점1과 정점3은 각각 10월

과 8월에 2.84 μg L-1, 3.74 μg L-1로 상승하다가 다시 감소

하였다. 이 결과는 기존 자료와 같은 양상으로 파악되었다 
 (Kwon et al. 2006; Suh et al. 2007).

3. 식물플랑크톤의 종조성 및 변화

본 연구에서 식물플랑크톤 총 75속 95종으로 규조류 37
종, 녹조류 29종, 황조류 4종, 시누라조류 2종, 황록조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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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접합조강류 5종, 남조류 11종, 유글레나류 2종, 와편모

조류 2종, 은편모조류 1종, 원시홍조류 1종을 검출하였다. 
월별 출현 종수는 9~35종으로 큰 변화폭을 가지고 있었

다. 평균적으로 봄철에 15종으로 가장 적은 출현 종수를 

보였으며, 겨울철에는 27종으로 다른 계절보다 더 많고 다

양한 종이 출현하였다. 월별로 보면 5월에 평균 10종으로 

적은 종이 출현했지만, 11월은 평균 29종으로 다른 월들보

다 많은 출현 종수를 보이고 있다. 정점별로는 평균 21~23
종으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요 분류군으로 규조류는 7~21종으로 가장 큰 변화

폭이었고, Stephanodiscus hantzschii f. tenuis, S. hantzschii, 

Achnanthes sp., Amphora sp., Cymatopleura sp., Cymbella spp.,  

Gomphonema sp., Gyrosigma sp., Navicula sp., Neidium sp., 

Nitzschia holsatica 등을 포함하여 37종이 출현했다. 녹조 

류는 0~13종의 종수를 보였으며, Ankistrodesmus sp., Chla

mydomonas sp., Coelastrum sp., Dimorphococcus lunatus, 

Elakatothrix sp. 등을 포함하여 29종이 출현했다. 와편모

조류는 0~2종, 황조류, 시누라조류, 황록조류, 접합조강

류, 유글레나류 그리고, 은편모조류는 0~4종이 월별로 출

현하였다. 남조류는 0~4종으로 낮은 변화폭을 보여주었

지만, Anabaena flosaquae, Anabaena sp., Aphanocapsa sp., 

Chroococcus sp., Dactylococcopsis sp., Gloeotrichia pisum, 그리

고 Pseudoanabaena sp. 등을 포함하여 11종으로 파악되었

으며, 기존 연구와 비교할 때 (Suh et al. 2007), 남조류의 출

현 종 수가 증가하였다. 남조류는 강우가 있다해도 20°C 
이상이 지속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데 (Suh et al. 

2005), 2012년에는 수온이 5월 (정점1)부터 9월까지 20°C 
이상 유지되어, 남조류가 대발생을 일으키면서 분류군이 

다양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 인과 질소의 농도에 

따라 생장이나 종의 구성이 결정될 수 있기에 (Kyung et al. 

1997), 총 인과 총 질소의 영향도 배제할 수가 없다.

4. 식물플랑크톤의 군집변화

2012년 한강하류 식물플랑크톤 군집 변화를 분석하였

으며, 전체적으로 규조류가 모든 달에 가장 높은 우점률을 

Fig. 2. Seasonal changes in water temperature (A), dissolved oxygen (B), pH (C), electrical conductivity (D), total nitrogen (E), and total phos-
phorus (F) in the Han River recorded i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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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lative abundance and seasonal variations in phytoplankton at three sampling sites in the Han River in 2012. St. 1 (A), St. 2 (B), St. 
3 (C). Abbreviations: Bacillario., Bacillariophyta; Zynemo., Zynemophyceae; Dino., Dinophyceae; Nosto., Nostocaceae; Chryso., Chrysophy-
ceae; Bangio., Bangiophyceae; Chloro., Chlorophyta; Synuro., Synurophyceae; Crypto., Cryptomonadaceae; Xanto., Xantophyceae; Eugle-
na.; Euglenace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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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asonal variations in cell counts (A) and chlorophyll -a content (B) at three sampling sites in the Han River in 2012.

Month Month

St. 1
St. 2
St. 3

St. 1
St. 2
St. 3



Korean J. Environ. Biol. 38(2) : 299-307 (2020)

304 ⓒ2020.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Biology.

보였다 (Fig. 4). 녹조류와 남조류는 전반적으로 6~10월에 

다른 월들보다 높은 우점률을 보였다.
식물플랑크톤의 군집변화를 문 이하의 분류 단위로 볼 

때, 규조류 내에서 Coscinodiscophyceae가 8월을 제외하

고 나머지 달에서 최고로 우점을 하였다. Fragilariophyceae
는 두 번째로 우점하였고 3~5월에 증가한 뒤 7월까지 감

소 후 8월에 재우점하는 양상을 보였다. Bacillariophyceae
는 규조류 내에서 가장 작은 우점률을 보였다 (Fig. 5). 녹
조류는 규조류 다음으로 우점을 하는 문으로 이들 내 존

재하는 두 개의 강인 Chlorophycea와 Trebouxiophyceae가 

월별로 상이하게 우점하였다. Chlorophyceae는 6, 7, 10월

을 제외하고 우점했으며, Trebouxiophyceae는 6, 7, 10월에 

Chlorophyceae보다 우점했다 (Fig. 5). 서로 다른 생태적 지

위를 가지면 종 간 경쟁을 완화할 수 있으며 (Alley 1982), 

Chlorophycea와 Trebouxiophyceae는 특정한 생태적 지위

를 가져 서로 다른 월에 우점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5. 우점종 변화

한강에 서식하는 식물플랑크톤 중 월별로 10% 이상 비

율로 우점적으로 출현하는 종은 8종 (규조류 6종, 녹조류 

1종, 남조류 1종)이였다 (Fig. 6). 봄철에는 Stephanodiscus 

hantzschii f. tenuis와 S. hantzschii이고, 여름철에는 Aula

coseira sp.와 Fragilaria sp.였다. 가을에는 Aulacoseira sp.이고, 
겨울철에는 S. hantzschii f. tenuis 우점하여 규조류에 속한 

종들이 전반적으로 우점을 하였으나, 여름철에는 녹조류

와 남조류가 제 2우점군으로 관찰되었다.
규조류에서는 S. hantzschii f. tenuis, S. hantzschii, Fragilaria 

sp., Aulacoseira spp.가 우점종으로 나타났다. S. hantzschii f. 

tenuis는 3월부터 6월까지 감소하다가 9월부터 12월까지 

증가하였다. S. hantzschii는 3월에 최고로 우점하여 8월까

지 감소한 뒤, 9월부터 12월까지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다. Fragilaria sp.는 3월부터 5월까지 증가하고 6월부터 7월

까지 감소하다가 8월에 최고로 우점한 이후 감소하였다. 
이 시기에 출현하는 Fragilaria sp.는 다른 시기에 비해 커

다란 세포를 가지고 있었다. Aulacoseira spp.는 종의 상대

적인 크기에 따라 우점 양상의 차이를 보였다. 중간 크기

의 Aulacoseira sp.는 7월, 작은 크기의 Aulacoseira sp.는 11월, 
큰 크기의 Aulacoseira sp.는 9월에 최고로 우점했다.

녹조류에선 Actinastrum hantzschii가 우점종으로 나타

났으며, 7월에 최고로 우점하여 6월에서 10월사이에 분

포했다. A. hantzschii는 Trebouxiophyceae에 속하는 종으

로 녹조류가 전체 식물플랑크톤 군집 내에서 증가할 땐 

Trebouxiophyceae가 녹조류 군집 내에서 우점했다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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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때문에 한강 하류의 Trebouxiophyceae는 녹조류 군

집 내에서 단기간에 증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남조류는 8월과 10월에 주로 출현하며 (Fig. 4), 이 중 

Microcystis sp.가 남조류 분류군 내에서 우점종으로 나타났

다 (Fig. 5). 

6. 한강 모니터링의 의의

식물플랑크톤은 오염 지표종으로서 수질오염의 척도로

서 사용될 수 있고 (Yoo and Lim 1990; Harper 1992; Kong 

2002), 한강 하류는 담수역과 기수역으로 이루어져 해수

가 혼합되는 장소로 생태적 중요성을 가진다. 한강 하류의 

종조성 및 현존량은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으며 (Lee and 

Jung 2004), 본 연구에서는 녹조류와 남조류의 종 다양성 

증가를 확인하였다. 남조류는 주요한 오염 지표종으로서 

조류경보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변

화는 중요하다 (Park et al. 2011). 남조류의 출현양은 하류

에 위치한 St. 3에서 적었으며 (Fig. 4), 향후 지속적인 하류

지역의 남조류 모니터닝이 필요하다. 한강의 상수원으로

서 가치, 생태학적 중요성 및 지속적인 변화는 한강 하류

지역의 장기 모니터링 필요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를 통해 

한강 서울통과 구간의 정밀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식물플

랑크톤 종조성, 계절별 군집구조, 우점종의 변화를 파악하

였고, 환경요인을 기록하였다. 2012년의 한강 하류지역 모

니터닝 결과는 장기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적     요

한강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수자원으로 다양하게 이

용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

구는 2012년도 한강 하류의 식물플랑크톤 군집구조와 계

절별 변화를 규명하였다. 현장시료는 서울통과 구간의 상

류 (팔당대교), 중류 (청담대교), 하류 (성산대교)에서 월

1회 채집하였으며, 현장에서 수온, 용존산소, pH, 전도도

를 측정하였다. 환경요인은 3개 정점에서 유사한 값으로 

조사되었으며, 수온은 2~30°C 범위이고 DO는 4.8~19.1 

mg L-1로 온대지역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였다. 식물플랑

크톤 수는 990 cells mL-1 (팔당대교, 12월)~2.9 × 104 cells 

mL-1 (성산, 3월)의 변동이었고, 엽록소는 0.6 μg L-1 (팔당

대교, 12월)~10.3 μg L-1 (성산, 3월)로 세포수와 같은 양상

을 보였다. 조사된 식물플랑크톤 군집은 규조류 37종, 녹

조류 29종, 남조류 11종, 와편모조류 2종 등 총 75속 95종

이었다. 계절별 최저 출현은 9종 (5월, 팔당대교)에서 최

고 35종 (12월, 청담)으로 변화폭이 컸다. 봄철 (3~5월)
에 평균 15종으로 적은 출현종수를 보였으며, 겨울철 (12
월)에 평균 27종으로 다른 계절보다는 다양한 출현 종수

를 보였다. 규조류는 여름철을 제외하고 모든 정점과 계

Fig. 6. Relative abundance and seasonal variations in dominant 
phytoplankton (>10%) at three sampling sites in the Han River i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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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에서 가장 우점하였다. 반면 녹조류와 남조류는 여름철

과 가을철에 산발적으로 높은 우점률을 나타냈지만, 제 1
우점군은 아니었다. 출현빈도 10% 이상 되는 종으로, 규

조류는 Aulacoseira granulate, Cyclotella sp., Stephanodiscus 

hantzschii이며, 녹조류는 Actinastrum hantzschii이고, 남조

류는 Microcystis sp.였다. 본 연구는 2012년 한강 하류의 식

물플랑크톤 군집 변화 및 현존량, 우점종의 변화를 분석한 

것으로, 향후 진행될 연구들과 환경변화에 따른 한강의 수

질 및 식물플랑크톤 군집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좋은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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